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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문,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침류각(시도유형문화재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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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벌대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 

혹시 도 장관님, 뜻을 한 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런 것이 전통가옥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사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청와대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 文 대통령 “공공 안내판 쉽게·알고 싶은 정보 담겨야” 
         - KBS, 2018년 5월 29일

● 문대통령 “오량가구 뜻 설명할 수 있나요?” 공공언어 개선 강조  
                      - 연합뉴스, 2018년 5월 29일 

● 文대통령 “5량가구·불발기·굴도리집.. 장관님, 무슨 뜻이죠?” 
                     - 조선일보 2018년 5월 30일 

● 어려운 안내판, 직접 찍은 사진으로 PT 나선 문통 
            - 세계일보 2018년 5월 29일 

2018년 5월 29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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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문,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자가 한글보다 많아서 
읽기 어려워요.

 김*혜

몇 번을 읽어 봐도 
잘 모르겠네요.

� 노*선

증축이나 신축이라는 
한자어 대신 새로 짓다, 
늘려 짓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때요?
� 서*진

설명이 어렵고 

와 닿지 않아요.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더 설명이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

남*
영

소로 부연? 원옥? 장주초석? 이게 다 뭔가요?�

심*용

녹색 바탕에 흰 글씨, 
가독성이 떨어져요.

� 진*정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예시 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문*은

문화재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문법에 맞지 않아요.

�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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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찰칵!�우리�문화재�안내판을�부탁해(2018.7.14~8.5)’

��문화재 안내판 개선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한 국민들의 의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 김*옥

연도가 틀렸어요.
� 이*민

오자도 있네요.
� 강*기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 김*이

보부상과 부보상이 
같은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설명을 달든지, 
하나로 통일하든지.

� 홍*성

너무 빽빽해서 
끝까지 못 읽겠어요.
� 곽*샘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안내판 높이가 낮았으면 좋겠어요.
�

김*숙

글자가 지워져서 안 보여요.

�

서*슬

한자도 틀리고요.

�

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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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다

문화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

역사적 사실, 문법, 맞춤법, 어휘 등이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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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1.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 
1)�객관적�사실을�중심으로�전달한다.�

2)�문화재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인도�쉽게�이해할�수�있어야�한다.

3)�형태나�크기�규모�등�눈으로�봐서�알�수�있는�내용은�쓰지�않는다.�

4)��전문용어나�어려운�용어는�가급적�사용하지�않는다.�

����단,�꼭�필요한�경우�풀이하거나�주석을�단다.

5)�문화재에�대한�설명이�아니면�넣지�않는다.�

진남관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지휘소로 사용한 진

해루가 있던 자리에 삼도수군통제사 겸 수군절도사 

이시언이 1599년 건립했다. 진남(鎭南)은 ‘남쪽왜적

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건물은 숙종 때 화재로 불에 탄 2년 뒤인 

1718년 수군절도사 이제면이 이순신 전사 120년

이 되는 해를 기려 정면 15칸, 측면 5칸으로 다시 세

운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수공립보통학교 등으

로 사용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1953년 보수공사 

중에 발견된 진남관 중건기의 글씨는 이제면이 쓴 것

이다.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은 이순신 장군의 면모가 서

려 있는 핵심 유적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방 관

아 건물 중에서 가장 크며 위용이 넘친다. 진남관 앞

에 있는 돌기둥 2개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있을 때 수군들의 밤 훈련 시 불을 밝히던 시설이다. 

4개가 있었으나 2개만 남아 있다.

자연암석을 반원형으로 다듬은 후 돋을새김으로 부

처를 새긴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로, 높이는 1.37m

이다. 머리의 큼직한 육계肉髻는 이례적으로 2단으로 

하였고, 소발素髮은 둥글며 아담하게 표현되었다. 수

인手印은 악마를 항복시키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다. 볼록한 뺨, 크지 않은 코, 작은 입, 어깨까

지 늘어진 귀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어

깨는 넓지만 가슴은 두텁지 않다. 틀어 앉은 하체는 

안정감이 있으나 조금 크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자세와 얼굴, 법의法衣의 모양은 석굴암의 

본존불과 비슷하지만, 법의의 주름이 사실성이 떨어

지고 가슴이 평평하다는 점에서 힘이 빠져 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라 하대의 불상양식

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좋아요? 학술적인 건축물 설명보다는 진남관의 독특한 특징

과 의미, 역할 등 객관적 사실을 충실히 담았다. 문장도 길지 않

고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었다.

왜 나빠요? 육계, 소발, 수인, 항마촉지인 등 일반인에게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다.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례적으로’, 

‘두텁지 않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 문장이 평이하지 않다. 

‘볼록한 뺨, 크지 않은 코, 작은 입, 어깨까지 늘어진 귀~’, ‘틀어 앉

은 하체는 안정감이 있으나 조금 크게 표현되었다’와 같이 눈으

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고 있으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이 

들어가 있다.

■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 여수 진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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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1)�설화나�전설�등을�적극�활용한다.

2)�재미나�유익한�정보가�있는�최근�이야기를�추가한다.

은행나무는 유교와 불교가 전해질 때 같이 들어온 것

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단풍이 아름답고 병충해가 없

어 정자나무 또는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는 나무이다.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800년 정도로 추정되

며 높이가 26m, 둘레가 10m에 이르는 큰 나무로, 

지상 2.5m 부근에서 8개의 큰 가지로 갈라져 부챗

살처럼 퍼져 장대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는 나무이다.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나무로 열매를 맺지 않는데, 아

주 오랜 옛날에는 이 나무에 열매가 대단히 많이 달

렸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이 익어 떨어진 열매가 고

약한 냄새를 풍기자,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한 노승

이 나무 줄기에 부적을 써서 붙였더니, 그 때부터 이 

나무는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전설

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중 오래 사

는 나무는 대개가 암나무인데, 장덕리 은행나무는 수

나무로 장수하고 있어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다.

구드래는 부소산 서쪽 기슭 백마강가에 있는 나루터 

일대를 말한다. 삼국유사에 백제왕이 왕흥사(王興寺)

에 갈 때 사비수(泗沘水) 언덕 바위에 올라 부처님을 

향하여 절을 하면 그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져서 자온

대(自溫臺)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전한다. 구드래라는 

지명도 자온대에서 유래한 듯하다.

왕흥사는 600년(법왕 2년)에 세운 대규모의 절로 구

드래 나루 건너 울성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사비수는 백마강을 가리키는데, 부소산 동쪽 천정대 

앞 범바위에서 세도면 반조원리에 이르는 금강 일부

를 말한다. 백마강 양쪽에는 왕흥사를 비롯하여 호암

리 절터, 부소산성, 부여 나성 등 백제 유적이 많이 분

포해 있다.

왜 좋아요? 안내문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고 전설을 자연스럽

게 잘 배치했다.  

  

옥의 티~ 문장이 너무 길다. 두세 문장으로 나눠 간결하게 작성

하는 것이 좋다. 나무의 나이와 크기는 매년 바뀌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좋아요? 이야기로 시작해 안내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야기 속 낯선 명칭을 아랫단에 친절하게 설명했다.   

 

옥의 티~ 이야기 속 낯선 지명이 읽는 것을 방해한다. 왕흥사, 천

정대, 호암리 절터, 부소산성도 ‘구드래 일원’이라는 건지, 아니라

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 부여 구드래 일원 ■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 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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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3.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다
그림이나�사진을�활용한다.�단,�안내판의�전체적�디자인�및�구성,�배열에�어울리도록�한다.

왜 좋아요? 발굴 조사 때 출토된 유물 사진, 유적지의 규모나 크

기를 헤아릴 수 있는 항공사진, 여러 개의 토실을 연결하여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단면도 등 구체적인 그

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왜 좋아요? 지주 사이에 당간을 어떻게 끼워 세웠는지, 당간지

주의 구조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설계도를 넣어 이해를 도

왔다.

■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 공주 장선리 유적

출입구 
출입구거실

내실 저장실

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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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
1)�역사적ㆍ문화적�가치�등�문화재로�지정된�이유를�간략하고�쉽게�적는다.

2)�만들어진�배경과�기능이나�용도를�설명한다.�

3)�관련�인물과�명칭의�유래를�설명한다.

큰 바위틈에서, 마치 용이 용트림을 하고 있는 듯한 

형태의 이 향나무 나이는 약 700년 정도로 추정된

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에는 죽은 것 같

이 보였으나 3년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기묘한 

형태와 오래된 나무로서의 생물학적 가치가 인정되

어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백제시대 한성기 지방세력의 실체를 드러낸 공주 수

촌리 고분군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2003년 농공단지 조성부지를 

위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조

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주거지와 무덤이 확인되었다. 

Ⅰ구역은 청동기시대 집자리, 초기철기시대 무덤, 백

제시대~조선시대 무덤이 확인된 곳으로 초기 철기

인들이 사용하였던 세형동검을 비롯한 위세품과 생

활용기가 대거 출토되었다. Ⅱ구역은 토광묘에서 횡

혈식 석실묘에 이르기까지 백제시대의 다양한 무덤

이 확인된 곳으로 무덤 내부에서 금동관모와 금동신

발, 환두대도, 중국제 자기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금

동관모와 금동신발은 무덤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로, 백제시대 지방사회의 최상급 지배세

력이었을 것으로 확인된다.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한

성백제가 웅진(공주)으로 천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무령왕릉 이후 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유적

으로 인정되어 2005년 3월 3일 사적 460호로 지정

되었다.

왜 좋아요? 어려운 용어가 하나도 없이 쉽게 잘 읽힌다.왜 좋아요? 백제 상류층의 삶과 백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정 문화재로서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옥의 티~ ‘토광묘, 횡혈식 석실묘, 환두대도’ 등 어려운 용어가 있

는데 설명이 없다. 주석을 달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공주 수촌리 고분군 ■ 보문사 향나무

■ 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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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5.  역사적 사실, 문법, 맞춤법, 어휘 등이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1)��역사적�사실은�공인된�것을�기준으로�한다.�가장�최근에�발간된�『문화재대관』(문화재청�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편찬)�및�문화재청�누리집(홈페이지)에�게재된�

것을�우선으로�한다.

2)�최종�작성된�국어�안내문은�국립국어원이나�국어문화원의�감수를�거친다.

3)��지역의�학생,�교사,�문화유산�해설사�등으로�시민자문단을�구성하여�일반�국민�입장에서�안내

문이�쉬우면서도�흥미롭게�읽히는지�검토받는다.

문화재청(www.cha.go.kr)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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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  종합안내판 사례

■  권역안내판 사례

■  개별안내판 사례

■  QR코드

■  이 매뉴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12호)」의 “별표 2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이 매뉴얼에는 안내판의 ‘영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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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의 안내문은 제목과 국문/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한다.

구성 요소 세부 내용

제목 부분
●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  제목의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 풀이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❶ 제목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문화재 지정명칭을 찾아 쓴다. 띄어쓰기를 해도 되며. 지명이 앞에 나오거나 지정 범위

가 뒤에 붙을 때 둘 다 생략해도 된다. 

부산 범어사 (O)              →     범어사 (O)

구례 화엄사 일원 (O)      →     화엄사 (O)

      

         ●  국문보다 크지 않게 한자를 꼭 병기한다. 한자는 같은 줄에 쓰거나 다음 줄에 쓴다. 

         ●  한자는 소릿값이 같을 때만 한자로 바꾼다. 소릿값이 바뀔 때는 우리말을 그대로 쓴다. 

경자바위  →   경자바위 敬字바위 (O)    |   경자바위 敬字巖 (X)

      

         ●  접속조사(‘와’, ‘과’ 등)나 접속부사(‘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등)로 이어질 때 한자 표기는 쉼표( , )로 한다. 가운

뎃점(·)은 쓰지 않는다. 

 경자바위와 취한대       →       敬字바위, 翠寒臺  (O) 

敬字바위 翠寒臺 (X)  |  敬字바위 · 翠寒臺 (X)
         

         ●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본문 처음에 풀이한다. 

징효국사 부도 澄曉國師 浮屠

부도란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일종의 묘탑
墓塔

이다. 

■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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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과 지정번호는 한글로만 적고 한자 표기는 하지 않으며 제목보다 크지 않게 한다. 소재지는 적지 않는다.

경복궁 사적 제117호 
景福宮��Gyeongbokgung�Palace

❸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이 문화재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쓰였는지 등 문화재가 생겨난 배경과 발

자취를 소개한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 보고서’와 ‘스토리 마당’을 찾아 확인한다. 

❹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

     역사 자료로서의 학문적 가치와 희소성을 설명한다. 국내외의 유사한 시대, 인물과 비교해 가치와 우수성을 드

러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정보도 함께 표시한다. 

❺ 관련 설화, 전설, 민담 

    문화재에 관한 설화, 전설, 민담을 소개한다. 

 

❻ 주요 관람 포인트 

    건물, 그림, 조각, 탑 등의 중요하거나 독특한 요소를 설명하여 감상법을 안내한다.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꼭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를 써도 된다. 나무의 연령이나 크기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  가급적 본문 기술 순서를 따르되, 내용이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순서는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해도 된다.

■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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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I �사례 -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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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I �종합안내판 사례

   경복궁의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를 잘 알 수 있다. 문화유산 복원 노력을 쉽게 잘 설명하
고 있다. 

 270년 넘게 재건을 미루고 폐허로 둔 이유도 설명하면 좋겠다. 

지정명칭�➊ 

❹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

조선왕조 개국 4년째인 1395년에 처음으로 세운 으뜸 궁궐이다. “하늘이 내린 큰 복”

이라는 뜻으로 경복궁(景福宮)이라 이름 지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목멱산(지금의 

남산)을 안산으로 삼아 풍수지리적인 터잡기에서도 한양의 중심을 차지했다. 정문인 

광화문 남쪽으로 관청가인 육조거리(지금의 세종로)를 조성하고, 그 연장선 위에 근정

전, 사정전, 강녕전 등 주요한 궁궐건물들을 일렬로 놓아, 왕조국가인 조선의 상징 축

으로 삼았다.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진 후 제2의 궁궐인 창덕궁을 재건하여 정궁으로 삼았

지만, 경복궁은 재건을 미루어 270년 이상을 폐허로 남게 되었다. 1867년에야 비로소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복궁을 재건했다.

고대 중국의 예법을 조선 왕실의 전통이나 현실과 조화시켜, 전체적으로는 규칙적 배

치를 따르면서 부분적인 변화와 파격을 가미했다. 재건된 경복궁은 691,921㎡의 광활

한 대지에 약 500여동의 건물을 지어 하나의 작은 도시를 이루었다. 중심부에 정무 

공간을 두고, 좌우 뒤편으로 왕족의 생활공간, 그리고 곳곳에 정원시설들을 배열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되어 중심부의 일부 건물들만 남았고, 광화문

을 비롯한 외전 일부를 헐어내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의 정면을 막기도 했다. 

1990년부터 복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래의 

흥례문과 행각을 복원했고, 왕과 왕비의 침전 및 왕세자가 기거한 동궁을 비롯하여 궁

궐의 정문인 광화문도 다시 복원하여 경복궁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 중이다.

경복궁 |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

● 종합안내판은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한다. 

● 해설판과 지도판의 두 가지로 구성한다. 

● 해설판의 안내문은 제목과 국문/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한다. 

● 지도판에는 문화재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 정보 등을 담는다.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 ❹

❹

연혁 ❸ 

유래 ❸ 

연혁 ❸ 

❻ 주요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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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I �권역안내판 사례

궁전의 위엄을 갖추도록 설계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전문용어 ‘행각’, 어려운 용어 ‘어도’에 대한 풀이가 없다. 밑줄 친 문장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첫 줄의 ‘치루는’은 표준어가 아니므로 '치르는'으로 고치면 좋겠다. 

지정명칭�➊ 

❻ 주요 관람 포인트

1867년에 중건된 근정전(勤政殿)은 왕의 즉위식이나 큰 조회와 같은 국가적 행사를 치

루는 정전으로, 사방에 행각을 둘러 넓은 마당을 만들었다. 앞마당에는 품계석을 두 줄

로 세워 벼슬아치들이 도열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바닥에 박석을 깔아 궁궐 안에서 가

장 상징적인 공간을 이루었다. 근정문(勤政門) 바깥에도 외행각을 둘러 또 하나의 마당

을 조성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금천을 가로지르는 어도를 제외하고 일절 시설

물이 없이 텅 비워진 신성한 공간이다. 근정전 내부는 2개 층을 터서 높고 웅장한 공간

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어좌를 놓아 왕의 권위를 공간적으로 상징화했다. 2001년에 흥

례문(興禮門)과 외행각, 영제교(永濟橋) 등을 복원했다.

근정전 일원 | 勤政殿 

Geunjeongjeon and Vicinity 

●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안의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두 가지로 구성하거나, 하나의 안내판에 해설과 지도를 모두 담는다.

● 해설판의 안내문은 제목과 국문/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한다. 

● 지도판은 문화재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 정보 등을 담는다.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 ❹

❹

 연혁ㆍ유래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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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I �개별안내판 사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굴뚝의 생김새를 쉽게 설명했다.

어려운 용어 ‘길상’, ‘벽사’에 대한 풀이가 없다. 

지정명칭�➊ 

자경전 십장생 굴뚝은 자경전 뒷담과 굴뚝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자경전

에는 많은 온돌방이 있었는데 각 방들과 연결된 연기 길을 모아 하나의 굴뚝으로 만들

었다. 굴뚝 정면에는 가운데에 해, 산, 물, 돌, 구름, 학, 소나무, 사슴, 거북, 불로초의 십

장생 무늬를 넣었고, 그 위와 아래에 학과 나티 및 불가사리를 배치하여 불로장생 등 

길상의 기능과 악귀를 막는 벽사의 역할도 갖추도록 하였다. 굴뚝으로서의 실용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조형미가 빼어나 조선시대 궁궐 굴뚝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경전 십장생굴뚝 | 慈慶殿 十長生굴뚝

Jagyeongjeon Chimney with Ten Longevity Symbols

● 안내판의 안내문은 제목과 국문/영문 본문 등으로 구성한다.

 연혁ㆍ유래 ❸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 ❹

❻주요 관람 포인트 

보물 제810호
❷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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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  I �QR코드

QR코드 관리 유의사항

     ● QR코드에 담긴 정보가 올바른 내용이고 읽히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한다. 

     ● 안내판에 스티커 형태로 QR코드를 붙였다면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한다.

● 문화재를 더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면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하되, 문화재와 관련 있는 정보만 담는다. 

● 위치: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적정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 최대한 작게 만든다. 

● 재질 및 색상: 튀지 않고 안내판과 어울리도록 한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QR코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정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강화�장정리�오층석탑 �■부여�당�유인원�기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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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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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판 Q&A

Q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때 참고할 지침이나 자료가 있나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기준과 안내문안 작성 기본원칙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

인 지침(문화재청 예규)」과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에 있습니다. 각각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

정정보 - 훈령/예규, 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 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   안내판을 정비할 때 재질 등 디자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의 문화재 유형별 안내판 재질 및 색상 등에 대한 내용(29~30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사

성이 심한 재질 등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Q   문화재 안내판의 소재(재질)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A    안내판의 소재(재질)는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다양한 재질(비철금속, 목재, 합성재

료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기존의 반사성이 심한 유리나 스틸 위주의 재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습니다. 다음의 안내판 소재(재질)별 특징을 참고하여 적합한 소재를 사용하세요.

Q   문화재 안내판에 문안이나 도면 등의 그림, 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나요?

A    표기 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재질 장점 단점

목재
•자연스러움

•다른 소재보다 제작비가 낮음
•건조하면 수축하여 균열이 생기거나 뒤틀릴 수 있음

비철금속

(두랄미늄, 적동)

•다양한 환경에 맞는 형태로 디자인이 용이함

•내용 표기가 쉬우며 가독성이 높음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부분 교체가 어려움

•제작 단가가 높음

석재 •유지 관리가 쉬움

•내용 표기가 어려움

•부피감이 있어 안내판이 부각될 수 있음

•제작 단가가 높음

표기 방식 장점 단점

오목새김 (음각)  凹
•가독성이 높고 깔끔함

•부분 수정이 쉽지 않음

•음각 글씨 일부가 박락(긁히거나 떨어져 나감)

    하면 도료를 충진해야 함

돋을새김 (양각)  凸 •가독성이 높음 •글씨가 깎이거나 벗겨지는 현상 발생 

인쇄 (실크, UV 등)
•조각 방식보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관리가 쉬움 
•글씨가 벗겨지는 현상 발생 

실사 출력 
•부분 수정이나 교체가 쉬움

•제작비가 저렴함
•색이 바래거나 벗겨지므로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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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내판을 설치할 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관람자의 동선을 분석하여 문화재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관람자의 시선이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단,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합니다. 

Q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내판 정비는 단순히 판 한두 개를 교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나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와 동

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담당자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한 현지조사와 분석을 한 

다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안을 도출합니다. 안내판 정비의 핵심은 안내문안 개선에 있습니다. 안내문

안의 구성요소를 갖춰 키포인트 중심으로 작성한 뒤 디자인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안내하는 것은 안내판뿐만 

아니라 안내책자, 해설사, 음성안내기 등이 있으므로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20~21, 35~37쪽을 참고하십시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 예산도 지원해 주나요?

A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안내판이 훼손되었거나 안내문이 어려워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면, 문화재청

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새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어 안내문을 써야 하거나, 현재 안내문이 어려워 개선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별표 2의 ‘안내문안 기본원칙’을 먼저 읽어 보

십시오. 문안은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쓰게 하고, 지역의 교사, 학생,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꾸

려 검토를 받으십시오. 작성한 최종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 또는 전국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아야 합

니다.  

Q   문화재 안내판 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A    야외의 안내판은 사진이 바래거나, 글자 페인트나 QR코드 등이 떨어져 나가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자주 있습

니다. 지역의 문화재돌봄단체 등을 통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내판 훼손, 청소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

니다. 

Q   문화재 안내문안 등 문화재 안내판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문화재 안내문을 교체하거나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다면, 완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안내문

안, 재질, 현황 사진, 교체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 문화재 안내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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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자문이나 컨설팅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나요? 

A    문화재청 내 문화재 안내판 자문단 말고도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교사, 학생, 향토사학자, 문화유산 해설사 등이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시민자문단’을 꾸려 기획부터 디자인, 문안 작성과 감수, 제작 설치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의논하며 의견을 묻고 도움받길 바랍니다. 

Q   이 책에 실린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모든 문화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문화재 안내판 개선 계획이 있을 경우, 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도움이 되도록 가이

드라인을 만든 것이지, 의무적으로 개선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는 키포인트뿐만 아니

라 유형별로 ‘권고안’이 실려 있으므로 지자체 문화재 안내판을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문화재를 개별적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 개의 문화재로 이루어진 문화유적지 차원에서 안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류 설치 기준 담겨야 할 정보 사례

종합안내판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전체 지도

•연표

권역안내판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권역 지도

개별안내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문화재명

•문화재 이야기

강릉�경포대와�
경포호

구례�화엄사�
각황전

부여석조

■ 문화재 안내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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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재 안내문을 쓸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되나요? 

A    문화재 자체에 대한 설명은 공인된 객관적 사실만 담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와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을 참조하세요.

Q   안내문을 쓸 때 대상은 누구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안내문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이 읽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배경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

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체 길이는 대략 300자 이내로 제한하고, 문장은 20~30자 내의 단문으로 간략하

게 쓰도록 권고합니다. 긴 문장은 적절히 문단을 나누어 읽기 쉽게 합니다. 

Q   불가피하게 전문용어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간단히 설명을 달아 주

세요. 

1) 안내문 아래에 주석 달기 

공포가 익공* 양식으로 되어 있어 단아하다. (안내문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익공 : 첨차(檐遮) 위에 소로와 함께 얹는, 짧게 아로새긴 나무.  

 여주향교

2) 본문에 직접 풀어 쓰기

정문이란 충신•효자•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을 말한다.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3) 본문에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기

하나의 돌로 된 연꽃 봉우리의 보주寶珠: 부도의 상륜부에 놓인 둥근 모양의 구슬를 얹어 놓았다.

 영월징효국사부도

■ 문화재 안내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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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본문에 한자를 넣어도 되나요? 

A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본문에서 한문을 풀어 주는 경우 말고는 한자는 쓰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다

듬은 말(순화어)’에서 한자어를 대체할 우리말을 찾아보세요. 꼭 넣어야 한다면 소괄호 안에, 혹은 괄호 없이 작

게 표기하세요. 

Q   국호와 왕명, 연도, 연호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왕의 재위 연호는 꼭 써야 하나요?

A    “조선 중종 때인 1530년”처럼 쓰기를 권장하며, 연호를 쓴다면 괄호와 ‘년’ 없이 “조선 중종 25년(1530)”, “조선 

중종 25년
1530

”과 같이 씁니다. 재위 연호는 생략해도 되며, 쓴다면 “고종(1213~1259 재위)”이라고 씁니다. 

Q   사료에서 문화재의 크기를 자, 치, 푼으로 표기했던데, 안내문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안내문의 도량형(길이, 부피, 무게)은 미터법에 따르고 단위는 기호로 표기합니다. 규모를 설명할 때는 가로, 세

로, 높이, 두께 순으로 적습니다. 수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참고로 한 자는 약 30.3cm, 한 치는 

3.03cm, 한 푼은 0.375g입니다. 

Q   파사드, 코린트 등 외래어나 외국 사람 이름은 꼭 병기를 해야 하나요?

A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은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합

니다. 외국 인명이나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Q   QR코드에 담을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A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QR코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정보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Q   QR코드가 훼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티커 같은 형태로 새로 만들어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에 붙이거나 안내판을 정비할 때 같은 위치에 QR코드를 

각인하면 됩니다. 

Q   QR코드로 연결된 사이트가 안 뜹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A    정보가 담긴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거나 새로 개설되었다면 QR코드를 새로 제작하여 안내판에 설치하시면 됩

니다.

Q   안내문에 문화재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나 전설 등의 이야기를 담으려 하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A    문화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문화유산 스토리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홈페이

지에서 문화재를 검색해 들어가서 문화재 사진 밑 QR코드 옆에 ‘스토리’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볼 수 있습

니다. 

■ 문화재 안내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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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www.korean.go.kr 02-2669-9726, 9733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02-735-0991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02-3277-3250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02-781-1702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부산광역시 동아대 국어문화원 051-200-7180

대구광역시 경북대 국어문화원 053-950-7498

대전광역시 한남대 국어문화원 042-629-7474

인천광역시 인하대 국어문화원 032-860-8394

광주광역시 전남대 국어문화원 062-530-0313

울산광역시 울산대 국어문화원 052-259-1911

경기도 한양대 국어문화원 031-400-4513

강원도 강원대 국어문화원 033-250-8137

충청북도 
충북대 국어문화원 043-261-3450

청주대 국어문화원 043-229-8311

충청남도 상명대 국어문화원 041-550-5391

전라북도 전주대 국어문화원 063-220-3095

전라남도 목포대 국어문화원 061-450-2110

경상북도 영남대 국어문화원 053-810-3561

경상남도 경상대 국어문화원 055-772-07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 국어문화원 064-754-2712

Q   오자는 없는지, 맞춤법이나 문법이 틀린 곳은 없는지 감수를 받으려 합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나 전국에 있는 국어문화원에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 표에서 연락처를 찾으세요. 

■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 문화재 안내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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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문 작성 사례

서울 장의사지 당간 지주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영월 정양산성

서울 몽촌토성

창녕 진양 하씨 고택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 유물

창녕 관룡사 약사전

전주향교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주 문무대왕릉

부산 동삼동 패총

강화 부근리 지석묘

강화 광성보

창녕 영산 석빙고

태백 구문소 전기 고생대 지층 및 하식 지형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원성 성남리 성황림

영월 어라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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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보물 | 당간 지주

서울 장의사지 당간 지주

이 지주는 장의사(莊義寺)의 옛 터에 동·서로 마주 서 있는 신

라시대의 당간지주(幢竿支柱)다. 절이 있던 곳으로 짐작되는 

터에는 세검정초등학교가 있다. 사찰 입구에 세워 깃발을 걸어

두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幢竿)이라 하고 당간을 양쪽에서 지

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幢竿支柱)라 한다. 동·서로 

마주 서 있는 기둥의 바깥 두 모서리에 약간의 장식이 있다. 지

주의 안쪽 윗부분에 둥근 구멍을 뚫어 당간을 끼우도록 하였

다. 이 지주가 세워진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망덕

사 터의 당간지주와 비교하여 볼 때 신라 말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장의사지 당간지주 

지정번호�:�보물�제235호�/�시대�:�통일신라시대
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신영동�218-9번지
Flagpole�Supports�in�Janguisa�Temple�Site
庄义寺遗址幢竿支柱 | 莊義寺址幢竿支柱

소재지는

쓰지�않는다

당간�지주

설명은�본문�

처음에�한다

‘통일신라�시대�당간�지주

의�전형적인�특징을�지녔

다’�정도로�표현한다

지정명칭에�나오므로�

한자는�쓰지�않는다

둥글게�깎아�장식처럼�

보이는�것임

오류:통일신라

한자는�

반복해�쓰지�않는다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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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절에서 쓰는 깃발을 ‘당’이라 하고 깃발을 매다는 긴 장대를 

‘당간’이라 하는데, 이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 지주’라고 한다. 당간 지주는 보통 돌로 만들지만, 쇠나 금

동, 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당간 지주는 절에서 행사를 할 때 부

처의 공덕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찰이라는 신성한 영역을 표시

하기도 한다.

장의사는 백제와 벌인 싸움에서 전사한 신라 장수 장춘랑(長

春郎)과 파랑(罷郎)의 명복을 빌고자 신라 무열왕 6년(659)에 세웠으

며 조선 시대 연산군 때 문을 닫았다고 한다. 장의사가 있던 자

리에 지금은 세검정초등학교가 들어섰고 당간 지주만 남아 있

다. 장의사지장의사터 당간 지주는 높이에 비해 묵직한 편이며, 별

다른 장식 없이 매우 소박하다. 형태로 보아 경주 망덕사지 당간 

지주와 비슷한 시기인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

겨진다. 

서울 장의사지 당간 지주 서울 莊義寺址 幢竿 支柱 보물�제235호

당간�지주

간대

주좌

간공

간구

기단

안상

당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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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보물 | 탑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

탑 설명으로 교체 

   ●  본문 첫머리에 ‘석탑’보다는 ‘탑’ 풀이를 하는 게 더 적절하다.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석탑은 돌로 쌓은 탑을 말한다.

석탑
石塔

은 불사리
佛舍利

신앙을 바탕으로 발생한 불교 특유의 조형

물로서 흔히 대웅전
大雄殿

 앞마당의 자오선상
子午線上

에 일탑
一塔 

또는 

쌍탑
雙塔

으로 배치된다. 사리는 부처님의 열반 후 다비
茶毘

의 과정

에서 나온 구슬 모양의 유골로서 진신사리
眞身舍利

라고도 하며, 이

를 봉안한 탑도 불전 내의 존상
尊像

처럼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

다. 범어사 삼층석탑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옥개석과 받침 면

석, 우주 등이 간소화된 탓에 통일신라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된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삼층석탑 

보물�제250호(1963.�1.�21)�
三层石塔 | 三層石塔(三重石塔)

지정명칭�오류

한자는�

쓰지�않는다

전문용어(불교),�어려운�용

어는�풀이를�달거나�쉽게�

쓴다.�불교�관련�설명도�좋

지만�이�탑이�문화재로�지

정된�이유나�탑의�특징을�

소개하는�게�더�좋겠다

탑�설명으로�교체

탑�세부�명칭도를�넣어

이해를�돕는다�

지정일은�표기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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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석탑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조형물로, 실제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상징

적으로 부처를 모신 곳으로 여겨진다.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은 통일 신라 흥덕왕(826∼836 재위) 때에 세운 탑으

로, 위·아래층 바닥돌의 옆면을 기둥 모양으로 장식하지 않고 안상*을 큼

직하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평평하고 얇은 지붕돌은 처마와 수평을 이

루며, 지붕돌받침이 4단으로 되어 있어 통일 신라 후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을 받치던 네모난 받침돌 위에 구슬 모

양 장식만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탑의 원형이 훼손되었는데 2010년에 원래대로 복원하

였다. 이때 탑을 해체해 보니 1층 몸돌부에 있어야 할 사리함이 없어서 새

로 사리함을 만들어 모셨다.

범어사는 통일 신라 때 부처의 힘을 빌려 남해안을 침략하는 왜적을 물

리치고자 세워졌지만, 건물 대부분이 불타 버렸다. 이 삼층 석탑은 범어사

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통일 신라 시대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 釜山 梵魚寺 三層 石塔 보물�제250호

*안상(眼象): 불꽃과 연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무늬

모서리�기둥

위층�바닥돌

�머리�장식부

아래층�바닥돌

바닥돌부

몸돌부

받침돌

지붕돌

지붕돌받침

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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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국보 | 부도 

여주 고달사지 승탑  

‘승탑’�설명�필요

주관적인�평가

눈으로�봐서�알�수�있는�내용

은�적지�않는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여주 고달사지 승탑  

국보�제4호
驪州 高達寺址 僧塔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고달사터(고달사지)에 남아 있는 고려 

시대의 승탑이다. 고달사는 764년(통일 신라 시대 경덕왕 23)

에 지어진 절로 전해지며, 고려 광종 이후에는 왕들의 보호를 

받아 큰 사찰의 면모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전하는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 폐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탑은 바닥 형태가 팔각을 이루고 있으며, 꼭대기의 머리 장

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 남아 있다. 승탑

을 지탱하고 있는 받침돌은 상중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가운데 돌에는 거북 두 마리가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다. 

거북의 좌우에는 모두 네 마리의 용을 새겨 넣었다. 

사리를 모셔 둔 탑 몸돌에는 문짝 모양과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이를 덮고 있는 지붕돌은 꽤 두꺼운 편으로, 모서리의 끝

부분마다 큼직한 꽃 조각이 달려 있다. 지붕돌 꼭대기에는 둥

그런 돌 위로 지붕을 축소한 모양의 보개寶蓋가 올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신라의 기본 조각 양식을 잘 따르면서도 각 부분의 

조각에서 고려 특유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고려 시대 전기인 

10세기 무렵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을 다듬은 솜씨가 

세련된 우수한 작품이다.

신라의�양식과�

고려의�특징이�무엇인지�

설명한다



41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승탑은 스님의 사리를 모셔 놓은 일종의 무덤으로, 부도 또는 사리탑이

라고도 한다.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승탑 가운데 규모가 크고 조각이 섬세하며 화려하다. 전체적으

로 통일 신라 승탑 양식인 팔각형 바닥 모양을 잘 따르면서도 조각 수법에

서 고려의 특징을 보여 고려 시대 전기인 10세기 무렵에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승탑은 꼭대기의 머리 장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 남아 있다. 사리를 모셔 둔 탑의 몸돌 앞면과 뒷면에는 자물쇠가 달린 문

짝과 창살무늬, 사천왕상을 번갈아 새겼다. 자물쇠와 문은 스님의 사리와 

경전 등이 들어 있음을 뜻하며, 사천왕*은 이를 보호한다는 뜻을 지닌다.

고달사의 석조물은 모두 고달이라는 석공이 만들었다고 한다. 고달은 

가족이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혼을 바쳐 돌을 다듬고 쪼았고, 일을 끝내

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고달이 훗날 깨달음을 얻어 큰스님

이 되자 이 절을 고달사라 불렀다는 전설이 전한다.

*사천왕(四天王): 불교와 부처의 말씀을 수호하는 네 신

여주 고달사지 승탑 驪州 高達寺址 僧塔 국보�제4호

받침돌

지붕돌

몸돌

몸돌받침

지댓돌

밑받침돌

가운데받침돌굄

가운데받침돌

위받침돌

�머리�장식부

바닥돌부

몸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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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사적 | 성곽 

영월 정양산성

산성이란 적의 침입에 대비해 전투에 유리한 산을 이용하여 쌓

은 성을 말한다. 이 산성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정양산석성(正陽山石城)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고구려가 남하

하였을 당시 중부지역의 거점이 되었던 성곽으로 보기도 하고,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왕검이라는 사람이 쌓았다는 

전설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학술적으로 그 축조 연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 산성이 “둘레 798보(步)이며, 성안에 

샘이 하나 있고 창고 5칸이 있다”고 하였는데, 산성의 실측 둘

레는 약 1.3km이다. 성벽은 한쪽만 쌓는 편축방식, 혹은 양쪽

을 쌓는 협축방식이 함께 사용되었고, 자연석을 적당히 치석하

여 매우 정교하게 쌓았다. 높이는 구간에 따라 무너진 곳이 많

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나, 높은 곳은 10~12m에 이른다. 남

서쪽 일대에는 여장(女墻)이 남아 있는데, 타(?)의 구분이 없는 

평여장으로 되어 있다. 남쪽의 낮은 지대에는 비교적 넓은 평

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 건물터가 있었던 곳이다. 성문은 

문턱을 높게 하여 사다리등을 이용해 오르내리는 현문식(懸門

式)이었다.

영월 정양산성(寧越正陽山城)

사적446호�
소재지�:�강원도�영월군�영월읍�정양리�산1-1일원소재지는�

적지�않는다

전문용어가�많고�

설명이�없어�

이해하기가�어렵다

어려운 용어

'타'의�한자가�빠졌다.�'垜'

공인된�사실인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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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산성은 적의 침입에 대비해 전투에 유리한 산을 이용하여 쌓

은 성을 말한다. 영월 정양산성은 남한강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

와 영월로 들어오는 적의 동태를 손바닥처럼 읽을 수 있는 곳에 

있다. 성을 쌓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국이 한강 유역

을 놓고 다툰 삼국 시대에 고구려인이나 신라인이 쌓았을 것으

로 여겨진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이 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조선 시대 전기까지 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영월 정양산성은 성벽과 문터, 곡성과 치성*이 있고 바깥의 성

과 안의 성 사이에 차단벽을 갖춘 유일한 산성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우리나라의 산성 구조가 잘 남아 있다고 평가받는다.

영월 정양산성 寧越 正陽山城 사적�제446호

* 곡성과 치성: 성벽으로 기어오르는 적을 방어하려고 성곽 일부를 자연 지형에 맞게 

돌출시킨 성으로, 각이 진 것을 치성(雉城), 반원형으로 굽은 것을 곡성(曲城)이라고 

한다.

곡성 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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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사적 | 성곽 

서울 몽촌토성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서울 몽촌토성  

지정번호�:�사적�제297호�/�시대�:�백제�
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8-3

현재는 평지성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남한산에서 뻗어 내려온 

낮은 자연 구릉의 끝 부분에 쌓은 일종의 산성이다. 성벽의 전

체 길이는 2,285m이고, 높이는 6~40m로 지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성벽 바깥쪽에 목책이 있으며, 동쪽·북쪽·서쪽으로는 성

내천이 토성을 감싸고돌아 성 주위를 둘러 싼 해자 역할을 한

다. 성벽 바깥 동북쪽 작은 구릉에는 둘레 270m 정도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무로 세운 보루가 있다. 

이곳 토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백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

다. 각종 집터와 건물 터, 저장 구덩이가 많이 나왔으며 연못이 

있었다. 수천 점의 토기와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들, 뼛조각으

로 만든 갑옷 등도 출토되었다.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3만 대군이 백제의 왕도 한성을 공격

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군이 먼저 한성의 북쪽 

성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해 함락시키자, 남쪽 성에 있던 백제 개

로왕이 성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도망치다가 잡혀 죽음을 당하

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백제의 왕도 한성이 북성과 남성 2개

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대개 북성

이 지금의 서울 풍납동 토성, 남성이 서울 몽촌토성이라고 보고 

있다.

소재지는�

적지�않는다

형태나�외형�묘사�대신�

발굴�계기에�대한�

스토리�추가�필요

관련된�문화재를�

함께�소개하여�

이해를�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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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토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해 진흙으로 성벽을 쌓은 방어 시설

이다. 서울 몽촌토성은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가 국가로 성립된 

시기에 만들어진 성이다. 『삼국사기』를 참고할 때, 몽촌토성, 풍

납토성은 백제 건국 이후부터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개로왕 21년(475)까지 백제의 도성이었을 것으로 보

인다.

1988년 올림픽 체육 시설 터로 확정되면서 발굴 조사를 했는

데, 이 과정에서 도기 조각, 토기, 철제 무기 등 백제 유물이 다양

하게 발견되었다. 또 문터와 집터, 저장용 구덩이, 성을 둘러싼 

물길인 해자도 확인되었다. 백제 초기 군사적·문화적 성격을 살

필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성벽 바깥쪽에 나무로 울타리를 세운 흔적이 남아 있다. 성안

에서 나온 유구*와 유물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서울 몽촌토성 서울 夢村土城 사적�제297호

*유구(遺構): 옛날 토목 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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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국가 민속 문화재 | 고택 

창녕 진양 하씨 고택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창녕 진양하씨 고택 | 昌寧 晉陽河氏 古宅 

국가민속문화재�제10호�/�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술정리

이 집은 아담한 사랑채 뒤편으로 초가 안채가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안채가 국가민속문화

재로 지정되어 있다. 안채는 보통 초가삼간이라 부르는 일자형 홑집이다. 

오른쪽의 첫 칸이 부엌이며 다음 칸이 안방이고 이어서 대청, 그리고 건넛방이 차례대로 있는 각각 

1칸씩 된 4칸 집이다. 자연석으로 댓돌을 만들고 죽담잡석을 흙과 섞어서 쌓은 돌담으로 주위를 둘

렀다. 

죽담 높이는 장대의 두벌대 높이로 하였다. 대청 앞쪽과 부엌문 앞에 층계를 두고 죽담에 오르내릴 

수 있게 꾸몄다. 주춧돌은 산돌을 다듬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 위에 방주네모진 기둥을 세웠으며 기

둥 높이는 높지 않은 편이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주 칸은 비교적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기둥 사이의 벽은 중깃을 엮고 맞벽으로 친 것인데 원래는 흙 담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식 공법

의 분벽
粉壁

으로 바꾸었다. 이런 변형은 안방과 건너방의 미닫이에서도 볼 수 있다. 완자무늬의 미닫

이가 달렸으나 이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뀐 것으로 보인다. 부엌의 두 짝 판문
板門

도 역시 개조되어 옛 맛을 잃었다. 

남방의 집은 대개 고상형
高床形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많으나 집은 오히려 산곡간의 저상식
低床形

의 

집처럼 전퇴
前退

를 생략하고 있으며, 방 앞에 쪽마루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집의 골격은 토방
土房

의 봉당 구성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의 골격이 필

요에 따라 새로운 요소들이 가미되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오랜 세월을 두고 약간씩의 첨가와 

변형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처마이다. 남쪽지방의 특성에 따라 깊게 구성되었는데, 기둥 높이를 1이라 

기준할 때 처마 깊이도 거의 1에 가까운 정도이다. 이 점은 살림집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지붕은 이엉 대신 억새풀을 이었다. 억새풀로 이은 것은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감각에서

도 예스럽다. 그리고 앞마당은 평평하고 반듯하게 하였고 뒷마당에는 화계
花階

가 있고 동산이 만들어

져 몇 그루의 거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2011년 행랑채를 복원하였다.

소재지는�

적지�않는다

문화재의�

특징만�

간결하게�

설명한다

건물의�구조나�

형태�설명이�

너무�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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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특징만�

간결하게�

설명한다

건물의�구조나�

형태�설명이�

너무�길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창녕 진양 하씨 고택은 조선 시대의 일반 살림집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남쪽을 바라보고 있

다. 안채는 여성 공간, 사랑채는 남성 공간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로 썼다. 대문간채는 대문 옆에 붙여 지은 집으로 주로 아랫

사람이 생활하였다. 이 중 안채만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세종 

7년(1425)에 지었다고 한다. 

안채는 남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앞면 4칸, 옆면 1칸의 

‘一’ 자 모양의 홑집*이다. 왼쪽부터 작은방, 마루, 큰방, 부엌 순서

이다. 지붕에 볏짚보다 수명이 긴 억새풀을 엮어서 얹은 특이한 

초가집으로, 남부 지방 일반 살림집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홑집: 옆면이 1칸인 집. 옆면이 2칸 이상인 집은 ‘겹집’이라고 한다.

창녕 진양 하씨 고택 昌寧 晉陽 河氏 古宅 국가�민속�문화재�제10호

대문간채 사랑채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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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국가 민속 문화재 | 주거 시설

산간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나무, 전나무 등을 길이 

40~70cm, 80~110cm, 폭 30cm, 두께 3~5cm 정도 크기로 나

뭇결을 따라 쪼개어 처마부터 시작하여 기와처럼 지붕을 이은 

집을 너와집이라고 한다. 

(구)김진호 가옥은 150년 전 건축되었으며, 정면과 측면이 각

각 3칸 규모의 정방향으로 봉당(안방과 건너방 사이의 흙바닥)

이 있고,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 샛방, 도장방, 안방, 정지, 외

양간이 있다. 방안에는 조명과 난방을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코클’이 있고, 부엌에는 불씨를 보관하는 ‘화터’가 아궁이 옆에 

있다. 생활 도구로는 싸리로 엮은 후 방충효과를 위하여 쇠똥을 

발라서 곡식 저장용구로 사용하는 채독이 있고 피나무속을 파

내 만든 무나 배추를 담는 김치통과 눈 위에서 걸을 수 있는 설

피와 주루막, 사냥용 창 등의 민속자료가 있다. 그 외 쌍물레방

아(물레바퀴 지름 195cm, 궁굴 목 길이 420cm)가 윤영원 가옥 

밖에 있고, 강봉문 가옥의 이웃에는 통방아(물받이 포함한 방앗

대 505cm, 방아머리 가로·세로 38cm×50cm, 방아공이 길이 

63cm)가 억새로 만든 원추형 방앗간 안에 있다.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 유물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중요민속문화재�제33호
소재지�:�강원도�삼척시�도계읍�신리

소재지는�

적지�않는다

지정명칭�오류

눈으로�봐서�알�수�있는

규모�설명은�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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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너와집은 여느 집과 달리 지붕을 기와로 이지 않고 굵은 소나무나 전나

무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얹은 집을 말한다. 이러한 너와집은 산에 불을 

지펴 들풀과 잡목을 태운 뒤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 먹고살던 ‘화전민’이

나 산간 지대의 주민들이 주로 짓고 살았다. 1970년대 초까지 삼척 신리

에는 여러 종류의 너와집이 많았으나 대부분 고쳐 지으면서 사라졌다. 지

금은 강봉문·김진호·윤영원 씨 소유였던 너와집과 이들 가옥에 딸린 민

속 유물이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보통 

5년 주기로 너와를 새것으로 갈아 끼운다고 하니, 150년 전에 지어진 김

진호 씨 가옥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너와집은 공기가 통하게 하려고 지붕에 삼각형 모양의 까치구멍을 

내고 너와를 지붕에 얹었다. 대문의 왼쪽에 외양간, 오른쪽에 부엌을 두고 

안방에는 불을 피워 조명과 난방을 겸할 수 있는 코클*을 해 놓았다. 

너와집에 딸린 민속 유물로는 물레방아, 채독**, 김치통***, 설피****, 창, 

주루막***** 등이 있다.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 유물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의 너와집 유형과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 유물 三陟 新里 너와집, 民俗 遺物  

 국가�민속�문화재�제33호

* 코클: 송진이 엉긴 소나무 가지 등에 불을 붙인 관솔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벽에 뚫어 놓은 구멍. 

원말은 ‘고콜’임.

**채독: 싸리로 엮어 항아리처럼 만든 저장 용구

***김치통: 피나무 속을 파내 무나 배추를 담는 통

****설피: 눈이 쌓였을 때 신발 위에 덧신어 다니기 편리하게 만든 것 

*****주루막: 새끼 따위로 촘촘히 엮어 끈을 달아 물건을 나르는 데 쓰는 것

코클(강문봉�가옥�

방�안)

설피 주루막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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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보물 | 사찰 건축

정면과 측면이 각 1칸의 맞배지붕집이다. 공포(栱包)는 기둥 위

에만 있으며 그 사이의 포벽에도 구조물이 생략되어 있다. 창방

(昌枋)의 끝을 그대로 첨차로 만들었는데, 이는 주심포계(柱心

包系)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수법이다. 내부의 첨차는 다

포계(多包系) 건물에서처럼 원호곡선(圓弧曲線)을 이루었다.

이처럼 두 가지 계통의 첨차를 사용한 예는 1404년(태종4)경

에 세운 송광사 국사전(국보 제56호)과 1473년(성종4) 다시 지

은 도갑사 해탈문(국보 제50호)이 있어, 이 건물도 최소한 15세

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본다.

지붕이 기둥 간격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길어 연면적은 좁으

나 전체적인 모습은 균형 잡힌 안정감을 준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창녕 관룡사 약사전(昌寧 觀龍寺 藥師殿)  

보물�제146호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옥천리

소재지는�

적지�않는다

‘약사전’에�대한�

설명을�첫머리에�넣는다

전문용어가�많은데�

풀이가�없어�

이해하기�어렵다

문화재의�가치와�

유래에�대해�

설명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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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약사전은 중생의 병을 고쳐 주는 약사여래불을 모신 건물이

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은 관룡사 안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관룡사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버렸는데 그중에 유일

하게 남은 것이 바로 약사전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 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으

로, 지붕과 처마를 받치고 있는 기둥 위에 아주 간결한 장식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제50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국보 제56호이 기둥 장식을 이와 비슷하게 했다. 옆면 지붕이 

크기에 비해 길게 뻗어 나왔는데도 무게와 균형을 잘 이루어 건

물에 안정감을 준다.

이 약사전은 조선 전기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건물로, 규모가 작은데도 짜임새가 훌륭하여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창녕 관룡사 약사전 昌寧 觀龍寺 藥師殿 보물�제146호

약사전 영암�도갑사�해탈문 순천�송광사�국사전

기둥과 처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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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사적 | 향교

전주향교

‘향교’�풀이�필요
전주향교는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

며, 원래의 위치는 풍남동(경기전 북편)에 있었다가 1603년(선

조 36)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객사에서 남면하여 좌측에 문묘

(공자의 사당), 우측에 사직단(社稷壇)을 배치하는 옛 법도에 어

긋난다하여 부성 밖 동편인 지금의 자리로 다시 이전하였다. 전

주향교의 구조는 전묘후학으로 배향공간이 앞에 있는데, 대성

전 중앙에 공자와 4성, 그 좌우로 공자문인 10철과 송조(宋朝) 

6현을 배향하였고, 동무와 서무에 중국 7현과 동방 18현이 배

향되어 있다. 대성전 뒤는 강학공간으로, 명륜당이 중앙에 있고 

그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 앞뜰에 400여

년이 되었다는 은행나무가 각각 2그루씩 있다. 은행나무는 향

교의 상징적 나무로, 은행나무가 벌레를 타지 않듯이, 유생들도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전주향교 全州鄕校 

사적�제379호

유교�관련�어려운�용어,�

전문용어를�

풀이�없이

나열하고�있다



53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향교는 국가에서 설립하여 유학을 가르치고 인재를 기르는 

지방 교육 기관으로 지금의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

였다. 시나 문장을 짓는 법과 유교의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고 중

국과 조선의 성현에게 제사를 올렸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 기능

은 사라졌으며, 봄가을에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초하루와 보

름에 향을 피운다. 

전주향교는 고려 공민왕 때 세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

한 기록은 없다. 처음에는 조선 태조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사적 제

339호 근처에 있었으나, 향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끄럽다 하여 

전주성 서쪽 황화대 아래로 옮겼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

란을 겪은 뒤 지금 위치로 다시 옮겨 왔다. 

전주향교에는 공자와 4성현안자, 자사, 증자, 맹자의 아버지를 모신 

사당인 계성사가 있다. 전국에서 계성사가 있는 향교는 전주향

교와 제주향교뿐이다. 전주향교에 있는 은행나무는 향교를 상

징하는데, 은행나무가 벌레를 타지 않듯이 유생들도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있다.

전주향교 全州鄕校 사적�제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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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보물 | 불상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자연암석을 반원형으로 다듬은 후 돋을새김으로 부처를 새긴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로, 높이는 1.37m이다. 머리의 큼직한 

육계肉髻는 이례적으로 2단으로 하였고, 소발素髮은 둥글며 아

담하게 표현되었다. 수인手印은 악마를 항복시키는 항마촉지

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다. 볼록한 뺨, 크지 않은 코, 작은 입, 

어깨까지 늘어진 귀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어깨는 

넓지만 가슴은 두텁지 않다. 틀어 앉은 하체는 안정감이 있으나 

조금 크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자세와 얼굴, 법의法衣의 모양은 석굴암의 본존불과 

비슷하지만, 법의의 주름이 사실성이 떨어지고 가슴이 평평하

다는 점에서 힘이 빠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라 하대의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昌寧 松峴洞 磨崖如來坐像 

보물�제75호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송현리

불교�용어가�많아

이해하기�어렵다

소재지는�

적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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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은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마애 

여래으로, 바위 앞면을 깎아서 돌출되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바위 자체를 부처의 몸으로 형상화했다. 

불상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으며, 머리 위에는 마치 상투

를 틀어 올린 듯 육계*가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자세

와 얼굴, 옷의 모양은 석굴암의 본존불과 비슷하지만, 옷의 주

름이 사실적이지 않고 가슴이 평평한 것으로 보아 불교의 힘이 

빠져 가던 신라 후기 불상 양식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육계(肉髻): 원래 인도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올려 묶던 상투에서 유래했으며, 부처의 

크고 높은 지혜를 상징함

**광배(光背):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을 형상화한 것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昌寧 松峴洞 磨崖如來坐像 보물�제75호

석불 세부 명칭

육계

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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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무대왕릉  

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

수치는�적지�않는다

‘미터’는�기호(m)로

적는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제158호
慶州 文武大王陵 

앞쪽에 보이는 대왕암
大王岩

은 삼국 통일이라는 위업을 완성한 

신라 제30대 문무대왕
재위:661~681

의 바다무덤
海中陵

이다.

대왕암은 바닷가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길이 약 20미터의 

바위섬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수중
水中

못이 있

고 그안에 길이 3.6미터, 너비2.9미터, 두께 0.9미터 크기의 화

강암
花崗巖

이 놓여 있다.

“내가 죽으면 화장
火葬

하여 동해에 장례하라. 그러면 동해의 호

국룡
護國龍

이 되어 신라를 보호하리라.”라는 대왕의 유언에 따라 

불교식 장례법으로 화장하여 유골을 이곳에 모셨다고 전한다. 

대왕암은 가까이 이견대
利見臺

, 감은사
感恩寺

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문무대왕의 거룩한 호국 정신이 깃들인 곳으로 이런 형태의 능

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여기를 문무대왕의 유골을 뿌린 곳
散骨處

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어떤�깊은�관계가�있는지�

설명이�없다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사적 | 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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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경주 문무대왕릉은 삼국을 통일하는 큰 업적을 남긴 신라 제30대 문무

왕(661∼681 재위)의 무덤이다. 이 능은 동해안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중릉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덤이다. 문무왕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를 멸망시킨 태종 무열왕의 뒤를 이어 21년간 왕으로 있으면

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세력까지 몰아내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은 “내가 죽은 뒤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라고 유언하였다. 시도 때도 

없이 바다를 건너와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왜구를 죽어서도 막

으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아들인 신문왕이 바다의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내고 그 바위를 대왕암(大王巖)이라 불렀다. 또 그 은

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을 세우고 감은사(感恩寺)라고 이름을 지었다.

문무왕을 장사 지내고 1년 뒤 대왕암에서 바다의 용이 나타나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주었으며, 바위섬에서 자라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

면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릴 거라고 해서 따랐는데 그 피리가 ‘만파식

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자연 바위인 대왕암에 올라 보면 사방으로 바닷물이 들고나는 수로처

럼 보인다. 수로는 항상 잔잔하고 바닷물은 동쪽에서 흘러 들어와 서쪽으

로 흘러 나간다. 잔잔한 수면 아래 넓적한 거북 모양의 돌이 덮여 있는데 

이 안에 문무왕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경주 문무대왕릉 慶州 文武大王陵 사적�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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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삼동 패총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동삼동패총(東三洞貝塚)   

사적�제266호
소재지�:�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750-1�일원

이 패총은 영도구 동남부 하리마을의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다에서 조개류

를 잡아먹고 버림으로써 이루어진 조개무지이다. 일제강점기

에 일본인들이 부분적으로 발굴하였으며, 1969년부터 3차례

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리고 1999년에는 부산시립박

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출토유물에는 원시무문토기(原始無文土器), 융기문토기(隆起

文土器), 신석기시대의 가장 대표적 토기로 알려진 빗살무늬토

기(櫛文土器) 등의 토기류, 동물의 뼈로 만든 골각기류, 돌로 만

든 석기류, 고래와 사슴의 짐승 뼈 등이 있다. 이러한 자연 유물

들은 당시의 경제생활과 자연환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

가 된다. 

동삼동패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발견된 신석

기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규모 또한 가장 크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 중 일본의 승문토기(繩文土器)와 일본산 

흑요석(黑曜石)으로 만든 석기는 일본과의 교류관계를 알려 주

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용관묘 

형태의 분묘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묘제 연구에도 귀

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사적 | 패총

지정명칭�오류

소재지는�

넣지�않는다

본문�처음에

‘패총’을�풀이한다

발굴�조사�과정보다는

유적의�

가치에�대해�

설명한다

옹(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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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패총은 선사 시대에 인류가 버린 조개껍데기와 생활 쓰레기

가 쌓여 만들어진 유적이다. 마치 무덤처럼 보여 조개 무덤 또는 

조개무지라고 한다. 

부산 동삼동 패총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도 가장 크다. 기원전 

6000년 무렵부터 기원전 2000년 전후한 시기까지 오랜 기간 동

안 만들어져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돌로 만든 도끼와 동물의 뼈를 갈

아서 만든 낚싯바늘 등의 도구, 조개로 만든 팔찌 같은 장신구

가 발견되었다. 또 행사나 제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흙으로 만

든 곰 모양 인형과 조개로 만든 가면 등도 나왔다. 또한 일본 지

역의 신석기 사람들이 만든 토기와 동일한 토기가 발견됨으로써 

신석기 시대에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패총과 패총에서 발견된 각종 유물은 동삼동 패총 전시관

에서 보존하고 있다.

부산 동삼동 패총 釜山 東三洞 貝塚 사적�제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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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인돌의 왕국이라고 할 만큼 수량면에서 전세계

적으로 단연 으뜸이다. 강화도 고인돌은 동북아시아 고인돌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이른바 탁자식 고인돌로 분류되는 우리

나라 대표적 고인돌이다. 해발 약30m 높이의 능선에 세워진 

이 고인돌은 흙으로 바닥을 수십층 다진뒤 받침돌支石을 좌우에 

세우고 안쪽 끝에 판석을 세워 묘실을 만들고 사체를 넣은 다

음, 판석을 막아 무덤을 만들었으나 두 끝의 막음돌은 없어진 

상태여서 석실 내부가 마치 긴 통로같아 보인다. 이 고인돌은 

무덤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제단 기능의 고인돌

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규모는 덮개돌의 긴축의 길이가 6.40m, 

너비 5.23m, 두께 1.34m에 전체 높이 2.45m이고 덮개돌의 

무게는 약 53톤이다. 

2000년 12월 고창, 화순 고인돌 유적과 함께 강화 고인돌 유

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사적 | 지석묘 

강화 부근리 지석묘

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제137호
江華 富近里 I 支石墓

지정명칭�풀이�필요

눈으로�봐서�알�수�있는

내용은�적지�않는다.

설명�필요

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

규모는�적지�않는다.

숫자는�소수�첫째�자리까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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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지석묘라고도 한다. 무

덤으로 보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석묘는 생

김새에 따라 땅 위에 책상처럼 세우는 탁자식북방식과 큰 돌을 조그만 받침

돌로 고이거나 받침돌 없이 평평한 돌을 얹는 바둑판식남방식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고 할 만큼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강화도 고인돌은 동북아시아 고인돌의 흐름과 변

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다. 이 지석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탁

자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무게가 약 53톤이나 되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2000년에 전라북도 고창의 지석묘, 전라남도 화

순의 지석묘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 江華 富近里 支石墓 사적�제137호

고인돌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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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광성보

광성보(廣城堡)  

사적�제227호
인천�강화군�불은면�덕성리�833

조선 1658년(효종 9년)에 설치한 강화도 해안수비 진지의 하

나이다. 1679년(숙종 5년)에 강화도의 국방시설을 확장할 때 

화도돈대, 오두돈대, 광성돈대를 함께 축조하여 이에 소속시켰

다. 신미양요 때(1871년) 미국 군대와 사투를 벌인 격전의 현

장으로서 이 때 전사한 어재연 장군을 기리는 전적비와 350여 

명의 순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신미순의총이 있다.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사적 | 진·보·돈

소재지는�

넣지�않는다

‘보’�설명�필요

어려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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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강화 광성보*는 조선 효종 9년(1658)에 세운 해안 수비 진지의 

하나이다. 강화 광성보는 원래 고려가 몽고 침략에 대항하고자 

강화도 바닷가를 따라 길게 세운 강화 외성의 일부였는데 그 자

리에 다시 만든 것이다. 영조 21년(1745)에 성을 다시 고쳐 쌓으면

서 성문을 만들고 이름을 안해루(按海樓)라 하였다. 신미양요(1871) 

때는 미국 군대와 치열하게 싸운 강화도 최대 격전지였는데, 이

때 조선군은 대부분 전사하였고 문의 누각과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파괴되었다. 1976년에 새롭게 복원하면서 광성보 유적지 

안에 신미양요 때 순국한 어재연 장군을 기리는 전적비와 순국 

용사 350여 명의 묘가 있는 신미순의총, 전적지를 수리한 내용

을 기록한 비석 등을 함께 만들어 세웠다.

*보(堡): 흙과 돌로 쌓은 작은 성

강화 광성보 江華 廣城堡 사적�제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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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영산 석빙고

창녕 영산 석빙고 | 昌寧 靈山 石氷庫  

보물�제1739호
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교리

창녕 영산 석빙고는 조선시대에 얼음을 저장하던 시설로, 영산

면 동쪽의 함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마치 고분처럼 보이

는 빙고는 동서가 약간 긴 타원형이며, 뒤쪽에는 개울이 있어 

이곳에서 얼음을 채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빙실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인데, 빙실 규모는 창녕 석빙고에 

비해 작다. 사각형의 문은 남향이며, 좌우에 길고 큰 바위를 쌓

고 그 위에 긴 돌을 놓은 형태이다. 입구는 ‘ㄱ’자 형태로 조성

하여 외기外氣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였다.

빙실의 천장은 4개의 홍예틀을 설치한 다음, 상부에 판석으로 

개석을 얹고 2m 내외 두께의 흙을 덮었다. 빙실 내에서 발생한 

용해수溶解水는 발생 즉시 북쪽의 낮은 곳으로 배수되도록 하였

다. 천장에는 2개의 환기구가 있는데, 납작한 돌을 비스듬히 끼

워 외기의 차단과 통풍을 함께 고려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

하권 ‘영산 창고조倉庫條’에 따르면 영산 석빙고를 당시 현감 윤

이일尹彛逸이 축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18세기 후반에 조영

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석빙고경주, 안동, 창녕, 현풍, 청도, 영산 가

운데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나, 빙고의 원형이 잘 남아 있어 석

빙고 구조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보물 | 석빙고

소재지는�

넣지�않는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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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석빙고는 봄여름에 사용할 얼음을 겨울에 강이나 하천에서 채

취해 넣어 두는 창고이다. 땅을 판 다음 돌로 벽을 쌓고 바닥은 

앞을 높이고 뒤를 처지게 경사를 만들어 물이 잘 빠지도록 했다. 

천장은 기다란 돌을 무지개처럼 쌓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돌을 

맞추어 지붕을 얹고 구멍을 냈다. 

석빙고 얼음은 일반 백성은 쓰지 못했고 양반이나 관에서 썼

다. 현재 남아 있는 석빙고는 모두 경상도 지역에 있으며, 전부 

조선 시대에 만든 것들이다.

영산 석빙고는 영산면 동쪽 함박산 자락에 있는데, 언제 만들

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른 석빙고에 비해 규모가 좀 작지

만 원형이 잘 남아 있다.

창녕 영산 석빙고 昌寧 靈山 石氷庫 보물�제1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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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구문소 전기 고생대 

지층 및 하식 지형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

太白�求門紹�前期古生代地層�및�河蝕地形

천연기념물�제417호

이 지역은 약 4억 9천만 내지 4억 4천만년 전에 퇴적한 하부고

생대 오르도비스기 퇴적암층[조선누층군 막골층, 직운산층, 두

위봉층]이다. 구문소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하천의 침

식작용에 의해 구멍이 뚫려 만들어진 연못으로, 주변의 기암 

절벽들과 함께 침식지형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곳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옛 문헌에 천천(穿川)으로 표기되

어 있고, 낙동강의 발원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

러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석회암층[막골층]

에는 건열구조, 연흔구조[물결자국], 스트로마톨라이트[박테

리아에 의해 생성된 돔상의 퇴적구조], 새눈구조, 생교란구조, 

증발광물[소금이나 석고]의 흔적 등 이 퇴적암이 퇴적될 당시

의 환경을 지시하는 매우 다양한 퇴적구조가 잘 관찰된다. 구

문소 상류에 분포하는 직운산층은 석회암이 아닌 이암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 층 안에서 삼엽충, 완족류, 두족류, 필석류 

등 고생대의 화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구문소의 지형과 지질학적 특성은 주위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하부고생대의 퇴적환경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하고 있다.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천연기념물 | 지형

‘구문소’�

설명�필요

정식�책명은�

‘세종실록지리지’

어떤�전설이�있는지

소개한다

전문용어가�무척�많은데

풀이가�없어�

이해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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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구문소는 강물이 산을 뚫고 지나가며 큰 돌문을 만들고 그 아래로 깊은 소*를 

이루었다는 뜻의 ‘구무소’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구무’는 ‘구멍’ 또는 ‘굴’의 옛말

이다. 강이 산을 뚫고 흐른다고 해서 ‘뚜루내’라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대

동여지도』에는 구멍 뚫린 하천이라는 뜻의 ‘천천(穿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문소는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이다. 두 물길이 원래 지하에 있던 동

굴과 만나 점차 동굴을 크게 만들고 물이 그곳을 관통하면서 지상에 동굴 모양 

지형을 만들었다. 이런 원리를 알 수 없었던 옛사람들은 지상에 만들어진 동굴

을 보고 양쪽 물길을 지키던 용 두 마리가 싸우다 한 마리가 땅 아래에서 솟구쳐 

오르며 산에 구멍이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그밖에도 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

설이 전해 온다. 

구문소의 독특한 지형을 보면 5억 년 전 한반도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석회암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적 구조와 삼엽충 등의 화석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지질 과학 체험 현장으로 여겨진다. 태백 고

생대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바다였던 태백 인근 지형이 어떻게 솟아올라 대륙이 

형성되었는지, 이곳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아 왔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태백 구문소 전기 고생대 지층 및 하식 지형

 太白 求門沼 前期古生代 地層, 河蝕 地形 천연기념물�제416호

거북�등처럼�갈라진�바위

새�눈�구조�바위

물결�흔적�바위

소금�흔적�바위

*소(沼): 바닥이 우묵하게 파여 늘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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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전문용어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제516호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상방리�469-2

수종�:�호랑가시나무�(lex�cornuta�Lindl.�et�Paxton)
규격�:��1주,�높이�5.5m,�뿌리부근�둘레�1.7m,��

나무갓�폭(동서방향�7.6m,��
남북방향�8.4m),�수령�400년(추정)

호랑가시나무는 호랑이가 등이 가려우면 이 나무의 잎 가시에

다 문질렀다는 유래가 있는 나무로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주로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큰 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워 호

랑가시나무를 대표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호랑가시나무는 임

진왜란 때 충무공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심었다고 한다. 장군이 마을의 좌청룡 우백호의 지

세에서 오른쪽 지세가 약하다 하여 마을의 기운을 돋우는 풍수

적 의미로 마을입구에 숲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호랑가시나

무와 팽나무 10여 주만이 작은 숲으로 남아 있어 조상들의 생

활양식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천연기념물 | 노거수

해마다�바뀌므로

대략�적는다

소재지는�

적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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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마을의 좌

청룡 우백호* 지세에서 오른쪽 지세가 약하다 하여 마을 입구에 

숲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호랑가시나무와 팽나무 10여 그루

만이 작은 숲으로 남아 있다. 이 나무에는 호랑이가 등이 가려우

면 이 나무의 가시 달린 잎에 문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호랑가시나무는 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자라는데, 전북 

부안의 호랑가시나무 군락과 광주광역시의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큰 나무는 찾아보기 

어렵다.

12월에는 나무의 반쪽에만 열매가 달린다. 호랑가시나무는 

암수가 다른데, 암수 두 그루를 함께 심어 일부러 연리지**를 만

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의좋게 살아가라는 장

군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羅州 上方里 호랑가시나무 천연기념물�제516호

* 좌청룡 우백호(左靑龍 右白虎): 왼쪽에서 용이 지켜 주고 오른쪽에서 호랑이가 지켜 

준다는 뜻으로 풍수지리에서 무덤 자리나 집터를 고를 때 쓰는 말 

**연리지(連理枝):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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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숲은 신이 산다고 믿어지는 곳으로, 이에 연유하여 마을 이

름도 신림(神林)이라 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치악산의 

서낭신을 이 곳에 모셔, 100여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이 숲

을 보호해 왔다. 온대림의 일부로 잘 보존된 이 숲은 전나무, 소

나무, 복자기, 귀룽나무, 느릅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

무, 찰피나무, 말채나무 등을 비롯한 50종류 내외의 목본식물

과 다양한 초본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숲은 치악산록 정착민들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치악산의 성

황신(城隍神)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서낭 숲이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켜 온 결과 남은 숲으로, 숲 양쪽에는 내가 흐

르고 있어, 식물의 생장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

금도 서낭당 옆에 있는 커다란 전나무(높이 29m, 가슴 높이의 

지름 1.3m)와 그 앞에 서 있는 10여 그루의 늙은 복자기나무

들이 자연에 의지하며 삶을 영위하던 선조들의 옛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해마다 4월 8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 왔다. 이 

때 제주는 상을 당하지 않고 궂은 일이 없는 사람으로 정해지

며,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 문화재 안내문 사례 - 천연기념물 | 마을 숲 

원성 성남리 성황림

원성 성남리의 성황림 

천연기념물�제93호
原州 城南里 城隍林

지정명칭�틀림

‘성황림’�설명�필요

의미가�정확하지�않다

나무를�나열하기보다

숲의�가치를�

설명하는�게�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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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예부터 숲은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졌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

를 만물을 관장하는 신처럼 여겨, 마을마다 신목*이 있었고 신목

이 없는 곳에는 솟대나 당집**을 세웠다. 성남리 성황림***은 성

남리에 정착한 사람들이 치악산의 성황신****을 모시며 100여 

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온 마을 숲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신

림(神林)이라 하였다. 

이 성황림은 철종 12년(1861)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에도 표

시되어 있다. 신목인 엄나무와 전나무의 나이로 보아 숲을 조성

한 지 적어도 400년이 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시괴불나무, 

음나무, 졸참나무 등 중부 온대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가 숲을 이

루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 

지금도 해마다 음력 4월 8일과 9월 9일에 마을 주민들은 성황

림에 있는 성황당에 모여 마을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성황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원성 성남리 성황림 原州 城南里 城隍林 천연기념물�제93호

*신목(神木): 신이 머물러 있다고 믿는 나무 

**당집: 신을 모셔 두는 집 

***성황림(城隍林):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숲

****성황신(城隍神):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서낭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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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내문 사례 - 명승 | 자연 유산 

영월 어라연 일원

어라연은 동강(65km)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푸른 물속에서 솟

아 오른 듯 한 기암괴석과 바위 틈새로 솟아 난 소나무가 주변의 계

곡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곳으로 옛날 선인들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고 하여 삼선암, 정자암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라연에는 수백 년 전 큰 뱀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운리에 사

는 정씨가 어라연의 바위 위에 걸터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낚싯줄이 당겨지더니 물기둥이 솟구치면서 커다란 

뱀이 나타나 정씨의 몸을 칭칭 감았다. 몸이 휘감겨 꼼짝할 수 없던 

정씨는 숨이 막혀 곧 죽을 판이었다. 그 때 물속에서 황쏘가리 한 마

리가 튀어 올라 톱날 같은 등지느러미로 뱀을 쳤고 뱀은 피를 흘리

며 정씨를 감았던 몸을 풀고는 물속으로 도망쳤다. 황쏘가리의 도움

으로 목숨을 구한 정씨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 가족 모두에게 이

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후 은혜를 입은 거운리와 삼

옥리에 거주하는 정씨들은 황쏘가리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대왕이 죽자 그 혼령이 태백산 산신령

이 되기 위하여 황쏘가리로 변해 남한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던 중 

경치 좋은 어라연에서 머물고 갔다 하여 어라연 상류 문산리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도 단종대왕의 혼령인 어라연 용왕을 모시는 용왕굿

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이 두 이야기는 황쏘가리가 어라연과 지역주민들을 지키는 수호자

였음을 말해준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어라연을 향해 마음을 담은 기원을 올리며 어

라연에서 뱀을 만나면 “황쏘가리”라 외침으로써 뱀이 주는 나쁜 기

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라연 

명승�어라연과�황쏘가리�이야기

지정명칭�오류

지정유형�및�

지정번호�누락

어떻게�이름이�

지어졌는지�

풀이한다

문화재에�얽힌�이야기가�

흥미를�불러일으킨다

문장이�길다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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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어라연은 물 반, 고기 반이라 할 만큼 고기가 많아 물고기 비늘이 비단

결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이 일대를 흐르는 동강을 어라연

이라 한다.

어라연에는 조선 시대 초기에 큰 뱀이 살았다고 전한다. 덩치가 크고 기

다란 이 뱀은 비늘이 무척 크며 머리에 귀가 두 개, 배에 발이 네 개나 달려 

있었다고 한다. 소문을 들은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 알아보게 했는데, 관리

가 탄 배가 연못 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나 폭풍을 일으켜 배

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고 한다.

하루는 부근에 사는 정씨라는 사람이 바위에 걸터앉아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낚싯줄이 당겨지더니 물기둥이 솟구치고 큰 뱀이 나타나 정씨의 

몸을 칭칭 감았다. 숨이 막혀 곧 죽을 판인 정씨 앞에 물속에서 황쏘가리 

한 마리가 튀어 올라 톱날 같은 등지느러미로 뱀을 후려쳤다. 뱀은 피를 

흘리며 물속으로 도망쳤고, 목숨을 구한 정씨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 같은 일이 있고 나서부터 어

라연 부근에 사는 정씨들은 황쏘가리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의 6대 왕 단종은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를 왔다가 사

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단종이 태백산 산신령이 되려고 황쏘가리

로 변해 남한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경치 좋은 어라연에서 머물다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어라연 상류에 사는 문산리 사람들은 지금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단종의 혼령인 어라연 용왕을 모시는 용

왕굿*을 한다. 어라연 사람들은 뱀을 만나면 “황쏘가리”라고 크게 외치는

데 그렇게 하면 뱀을 멀리 쫓을 수 있다고 믿는다.

어라연 일대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어름치, 수달 같은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많다.

영월 어라연 일원 寧越 魚羅淵 一圓 명승�제14호 

*용왕굿: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용왕에게 올리는 마을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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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  이 글은 2008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제정한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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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세계문화유산을 연

구, 기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서 1965년에 설립되었다. ICOMOS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

의 문화유산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데 어떠한 정신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 숙의하였고,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0월 4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16회 ICOMOS 총회에서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을 제정하였다.

이 헌장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수 요건인 ‘해설과 전달’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의함으로써 세계의 사

람들이 문화유산을 보다 더 잘 감상하고 이해하게 하는 데 있다. ICOMOS 헌장은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에 관한 아래의 물음에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대해 이미 합의되었거나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는 무

엇인가?

•  어떤 구체적인 문화적 또는 전통적 맥락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적절한 기술적 수단과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는가?

•  다양한 형태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해설

과 전달’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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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1)  해설(Interpretation, 콘텐츠 기획과 연구)

문화유적지에 대해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증대시키는 모든 콘텐츠의 기획과 연구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출판, 강연, 현장 또는 다른 곳에 관련 시설의 설치, 교육 프로그램, 지역 주민 활동, 해설 과

정 자체에 대한 연구, 교육 훈련과 평가가 포함된다.

2)  전달(Presentation, 연출과 제작)

문화유적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해설할 대상의 정보, 물리적 접근성, 해설 기반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

여 해설된 콘텐츠를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이 있으며, 정보 패널(안내판), 

박물관식 전시물, 체계화된 워킹 투어, 강연, 해설사 인솔 관람,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각종 웹사이트가 포

함된다.

3)  해설 기반 시설(Interpretive infrastructure)

기존 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문화유적지의 ‘해설과 전달’에 활용될 수 있는 물리적 설치물, 각종 시설, 

유적지 및 유적과 연관된 장소를 말한다.

4)  유적지 해설사(Site interpreters)

문화유적지에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유적의 가치와 의미를 공공과 소통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말

한다.

5)  문화유적지(Cultural Heritage Site)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고 많은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장소, 지역, 자연환경, 정주 지구, 건

물군, 발굴 현장, 건조물 등을 말한다.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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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원칙 1 – 접근성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원칙 2 – 정보의 출처(Information Sources)

원칙 3 – 배경과 맥락의 고려(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원칙 4 – 진정성의 유지(Preservation of Authenticity)

원칙 5 –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Planning for Sustainability)

원칙 6 – 관계 당사자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Concern for Inclusiveness)

원칙 7 – 연구, 교육 훈련, 평가의 중요성(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이 7가지 원칙에 따른 헌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적지를 공공이 보다 더 잘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문화유적지의 의미를 다양한 청중과 소통한다.

3) 문화유적지의 유형, 무형 가치를 자연·문화·사회적 맥락을 유지하며 보호한다.

4)  문화유적지의 진정성을 존중하여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해설, 방문객으로 인한 피해, 이해에 방

해가 되는 시설물 등을 방지한다.

5) 문화유적지의 지속 가능한 보존에 기여한다.

6) 문화유적지의 해설에 모든 관계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대한 기술적, 전문가적 지침을 작성. 내용에는 기술, 연구, 교육 훈련 

등을 기술한다.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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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

1) 원칙 1 – 접근성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해설과 전달’ 프로그램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공공의 물리적·지적 접근성을 촉진해야 한다.

1-1) 개인적 경험, 공공의 존중과 이해를 증대한다.

1-2) 개인과 지역 사회가 문화유산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1-3) 청중을 인구 구성 및 배경 문화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1-4) 방문객의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1-5) 공공이 물리적으로 각종 ‘해설과 전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6) 안전 등의 이유로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유산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칙 2 – 정보의 출처(Information Sources)

‘해설과 전달’은 보편적인 과학적, 학술적 방법론 및 현재 살아 있는 문화 전통에 의해 집결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2-1) 해설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방문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2-2) 해설은 여러 전문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참조해야 한다.

2-3) 구전 또는 증언이 중요한 현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한다.

2-4)  미술, 건축 모델, 컴퓨터 모델을 활용할 때는 자연환경, 고고학, 건축학, 역사학의 기록을 체계적으

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야 하며 여러 결과가 있을 때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한다.

2-5) ‘해설과 전달’ 자료는 미래에 분석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3) 원칙 3 – 배경과 맥락의 고려(Attention to Setting and Context)

문화유적지의 ‘해설과 전달’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3-1) 유산의 해설은 역사적, 정치적, 영적, 예술적 맥락 등 다방면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3-2) 유적의 발전 단계에 따른 의미의 변화를 구분하고 연도를 제시해야 한다.

3-3) 유적의 해설은 현장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 기여한 모든 집단을 기록해야 한다.

3-4) 유적의 주변 자연환경은 그 유적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5) 문화적, 영적 전통, 구술 이야기, 음악, 춤, 풍습 등 무형적 전통도 포함하여야 한다.

3-6) 유적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해설을 고려해야 한다.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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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 4 – 진정성의 유지(Preservation of Authenticity)

문화유적지의 ‘해설과 전달’은 1994년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Nara Document)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4-1) 유적 관련 프로그램은 현장의 사회적 기능과 인근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4-2) ‘해설과 전달’을 통해 유적의 의미를 전달하되 회복 불가능하게 현장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4-3) 시설물 등은 현장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 현장에서 열리는 공연 등도 현장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칙 5 –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Planning for Sustainability)

문화유적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 자연·문화적 환경의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 

목표의 일부로 설정하여야 한다.

5-1) ‘해설과 전달’ 활동은 현장의 운영, 예산안 작성 등 종합 계획의 일부라야 한다.

5-2) 유적 영향 평가를 통해 기반 시설과 방문객 수 등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5-3)  ‘해설과 전달’ 평가는 보존, 교육, 문화 등 여러 평가 기준으로 봐야 하며 방문객 수나 관람 수입 등 

편협한 평가로만 봐서는 안 된다.

5-4) ‘해설과 전달’은 공공이 유적보존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5-5) 현장에 장기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설치 전에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5-6) 현장 프로그램은 교육, 교육 훈련, 고용 기회를 모든 관련 집단 구성원에게 주어야 한다.

6)  원칙 6 – 관계 당사자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Concern for Inclusiveness)

문화유적지의 ‘해설과 전달’은 문화유산 전문가 집단, 해당 지역 및 관련 지역 주민 집단, 기타 관련자 사이의 

의미 있는 협력 활동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6-1)  ‘해설과 전달’ 프로그램 구성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 지역 주민, 보존 전문가, 정부 관계자, 현장 

운영자 및 해설사, 여행사 관련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6-2) 현장 주변 토지 소유주 및 지역 사회의 과거부터 내려온 권리, 의무,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6-3) ‘해설과 전달’ 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확대 시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6-4)  멀티미디어 자료, 인쇄물 등의 지적재산권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이를 논의

해야 한다.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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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칙 7 – 연구, 교육 훈련, 평가의 중요성(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지속적인 연구, 교육 훈련, 평가는 문화유적지의 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7-1) 문화유산의 해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2) 유적 프로그램 및 시설은 내용의 수정과 확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7-3)  각종 프로그램이 물리적으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방문객 및 지역 주민, 문

화유산 전문가 들의 의견을 평가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7-4) 각종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5)  콘텐츠 제작 및 관리, 기술, 안내, 교육 등 문화유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

이다.

7-6)  현장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 분야의 최근 동향을 유적 관련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야 한다.

7-7)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직원에게 국제회의, 워크

숍 등 지식 교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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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판 개선 단계별 프로세스

안내판 제작과 설치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 등을 참고하

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안내판 주

변 정비도 동시에 진행한다. 

3

현지 조사를 통한 안내판 현황 분석

•    종류(형태, 크기, 재질 등), 설치 수량, 설치 위치, 안내문의 분량과 

친절성, 안내 기능이 충실한지 등을 파악한다.

1

문화재 안내문 작성

•    문화재청의 안내문 작성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내문을 

작성하고,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교사, 학생, 문화유산 해설

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꾸려 안내문이 어려운지 검토받는다. 

•    최종 국문 안내문은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는다. 

2

홍보와 사후 관리

•   문화재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한다. 

•   안내문에 오류나 오탈자가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청소하여 관람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정비했다면 문화재청 문화

재전자행정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4

■ 문화재 안내판 개선 단계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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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문화재 안내문 일반 가이드라인

•  안내문은 객관적 사실을 핵심 정보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자가 문화재에 좀 더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이면 덧붙일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문화재청 편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과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안내문은 관람자가 문화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내용으로 작성한다. 필요하면 그림이나 사진

을 활용하되, 안내판 디자인과 구성 배열에 잘 맞도록 한다.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 순서를 정한다. 첫 문장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을 쓴다. 우선순위는 안내문 

작성자가 판단한다. 

•  첫 문장에 관람자가 문화재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쓴다.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역사적 · 문화재적 가

치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한다. 

•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관람자에게 재미나 감동, 유익한 정보를 준다면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를 써도 된다. 

•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다음 적는다.

•  문화재 설명이 아닌 것은 쓰지 않는다. 

•  작성한 최종 국문 안내문은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는다.

■ 문화재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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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문 세부 가이드라인

1. 제목 

•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명칭을 쓰되, 띄어쓰기를 해도 된다. 단, 지정명칭에 지명이 먼저 나오거나 

지정 범위 등을 덧붙인 때에는 지명이나 지정 범위를 빼도 된다. 

서울 숭례문 (O)          서울 숭례문 → 숭례문 (O)

구례 화엄사 일원 → 화엄사 (O) 지리산 천은사 일원 → 천은사 (O)

•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한다. 국문 명칭과 같은 줄에 쓰거나 국문 명칭 다음 줄에 쓴다. 국문 명칭보다 

크기가 커서는 안 된다.

경복궁 景福宮 (O) 경복궁 景福宮 (O) 경복궁 景福宮 (X)

경복궁 (O)
景福宮

경복궁 (O)
景福宮

경복궁 (X)

景福宮

• 소릿값이 같을 때만 한자로 바꾼다. 소릿값이 바뀔 때는 우리말을 그대로 쓴다. 

경자바위    → 경자바위 敬字바위 (O)

    경자바위 敬字巖     (X) 

•   접속조사(‘와’, ‘과’ 등)나 접속부사(‘그리고’ 등)로 이어질 때 한자 표기는 쉼표(,)로 한다. 쉼표를 생략해서는 안 

되며 가운뎃점(·)은 쓰지 않는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江陵 鏡浦臺, 鏡浦湖 
 江陵 鏡浦臺 鏡浦湖 
 江陵 鏡浦臺 · 鏡浦湖 

• 권역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한 권역(영역)의 이름으로 한다. 

경복궁: 근정문, 근정전 권역 → 근정적 일원 (O) 

(O)
(X)
(X)

■ 문화재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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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명칭으로 한다. 종합안내판이 있으면 지명은 생략한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 각황전 앞 석등

해인사 원경왕사비 → 원경왕사비

•  유적지 안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와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제목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한 명

칭을 따른다. 유적지명은 생략한다. 

화엄사 돌항아리 → 돌항아리

법주사 당간 및 당간지주 → 당간 및 당간지주

•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본문 처음에 풀이한다.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求禮 石柱關 七義士墓)

석주관 칠의사묘는 조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석주관을 끝까지 지키다가 숨진 구례 

출신 의사(義士) 7명과 당시 구례현감의 무덤이다.

2. 지정 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  지정유형과 지정번호만 쓰고 소재지는 적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으면 권역안내판과 개별안내판의 

문화재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때 지정유형과 지정번호는 제목보다 작게 한다. 

서울 숭례문 崇禮門 (O)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崇禮門 (X)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崇禮門  (X)

국보 제1호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 지정유형과 지정번호의 한자 표기는 생략하고 영문만 제목보다 작게 적는다. 

서울 숭례문 崇禮門  (O)

국보 제1호

National Treasure No.1

서울 숭례문 崇禮門 (X)

Seoul Sungnyemun

국보國寶 제1호

National Treasure No.1

■ 문화재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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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와 건립연도

•  석물, 전각 등의 안내판에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등)와 건립 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해도 된다. 지정유형

과 지정번호와 같은 줄에 쓰거나 아래 줄에 쓴다. 한자는 빼고 영문만 적으며, 영문은 제목과 동일하게 국문

보다 커선 안 된다. 

4. 언어(국문, 영문)의 표기

•  안내문 본문은 원칙적으로 국문, 영문의 두 개 언어로 쓴다.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

과 용어에 한자를 병기해도 된다. 

•  안내문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

기법을 따른다. 

•  안내문에는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 표현을 써도 된다. 

단종께서 승하하신 후에 바로 건립되어 → 단종이 죽은 뒤 바로 건립되어 

유성룡 선생이 → 유성룡이 

이간의 후손인 이욱렬 공이 → 이간 선생의 후손인 이욱렬이 

•  안내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해서 표기하며, 강조하기 위해 일부 단어를 굵게 해선 안 된다. 

탑을 만든 재료는 흔치 않은 대리석이며, 독특한 형태와 조각 솜씨는 조선시대 석탑의 백미로 꼽힌다. (X)

•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본문에 직접 풀이한다.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할 때는 안내문 아래에 

각주를 달거나 해당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적는다. 

정문이란 충신·효자·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을 말한다. 
               

공포가 익공* 양식으로 되어 있어 단아하다. (안내문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익공 : 첨차(檐遮) 위에 소로와 함께 얹는, 짧게 아로새긴 나무. 

하나의 돌로 된 연꽃 봉우리의 보주
寶珠: 부도의 상륜부에 놓인 둥근 모양의 구슬

를 얹어 놓았다.

■ 문화재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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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는 어원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한다. 

내부의 천장은 돔(dome) 형식으로 되어 있다. (X)

5. 한자의 표기

•  안내판 제목과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한자는 쓰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작성자 판단에 따라 한자를 넣어도 된다. 

네모난 출입구(出入口)가 있어 내부(內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X)

동서남북의 사대문에는 각각 인(仁)·의(義)·예(禮)·지(智)의 글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는데 (O)

•  안내문 본문에서 한자는 한글의 오른쪽 소괄호(( )) 안에 작게, 혹은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한다. 한자는 한 안내

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만 적는다. 제목과 같은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하지 않는다. 

신라시대의 당간지주(幢竿支柱)다. ……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幢竿支柱)라 한다. (X)

둥근 갓의 불상은 남상
男像

, 모난 갓의 불상은 여상
女像

이라 한다. (O)
                     

                    

부여 나성(扶餘 羅城) 

나성(羅城)은 백제의 수도 사비를 지키는 외곽성으로……   (X)

•  유적과 직접 관련 있는 인물의 이름에만 한자를 넣는다. 인물의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는 쓰지 않는다. 

 1615년(광해군 7) 이순신의 부하였던 유형
柳珩

이 황해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그곳에서  

보내온 가장 좋은 석질의 빗돌로 세웠다. (O)     ※ 유적과 관련 있는 인물

신태식(1864.11.12.~1932.01.15.) 선생의 생가지이다. (X)

•  인물의 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호가 이름과 함께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이름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해도 된다. 한자는 호 뒤에 표기하며, 호와 이름을 모두 표기할 때는 이름 뒤에 한꺼번에 넣는다. 

청백리의 귀감인 방촌 황희(厖村 黃喜) 선생의 유적지이다. (O)

이곳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백범(白帆) 김구(金九)의 숙소이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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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을 풀어 줄 때는 한자를 넣어도 된다. 단, 제목과 중복되면 한자 표기를 생략한다. 

여수 진남관(麗水 鎭南館)

진남(鎭南)은 ‘남쪽 왜적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X)

서울 장의사지 당간지주(서울 莊義寺址 幢竿支柱)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幢竿支柱)라 한다. (X)

 6. 숫자의 표기

•  연도, 연대,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문화재 명칭과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적는다. 

1972년 (O)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O)

십이지신, 사천왕 (O)

1590년대 (O)

서울 원각사지 10층석탑 (X)

12지신, 4천왕 (X)

•  수목 안내판에서 수령은 해마다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한다. 다만, 수목을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해도 된다. 

수령은 약 400년 정도로 추정된다. (O)

이 나무는 나이가 650년으로……   (X)

•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 이하의 숫자에는 0을 표기하지 않는다.

1919년 3월 1일 (O)      1919년 03월 01일 (X)      1919. 3. 1. (X)      1919. 03. 0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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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대 표기

• 연도를 확실히 알면 절대 연도로 쓰고, 확실히 알지 못하면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면 시대로 표기한다. 

삼전도는 1950년대까지 나룻배가 다녔으나 1970년대 이후 한강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O)

17세기 세 나라의 언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O)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건조물로 (O)

• 대략의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 무렵’, ‘즈음’, ‘경’ 등을 붙인다. 

이 문은 광해군 12년(1620) 무렵에 세워진 것으로 경덕궁의 정문이다.  (O)

•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고 같은 왕조 연대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

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바뀐 경우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해도 된다. 

세종 8년인 1426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세종 17년인 1435년 대과에 급제한 후 …… (X)

세종 8년인 1426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1435년 대과에 급제한 후      (O)

고려 성종 때인 966년 ……………………………………………………  (O)

고려 성종 때인 966년 ……………………………………………………  (O)

고려 성종 때인 966년 ……………………………………………………  (O)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     (O)

          ↑      ↑                ↑

왕조 연대 왕명            서기

or 국호     연호

조선 세종 16년(1434)        (O)

조선 세종 16년
1434

               (O)

조선 세종 16년(1434년)     (X)

•  왕의 재위 연호는 정확한 연도는 원칙적으로 소괄호(( ))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나, 괄호 없이 작게 표기

해도 되며, 연도 뒤에 ‘재위’라고 쓴다. 

선덕여왕(632~647 재위)   (O)     선덕여왕632~647 재위   (O)     선덕여왕(632~647)  (X) 

 993년 

순종 때인 1048년 

 10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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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원칙적으로는 적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와 직접 관련 있는 인물은 적

어도 된다. 주변 인물은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적지 않는다. 생몰연도는 소괄호(( )) 안에 본문보다 작게 혹

은 괄호 없이 적는다. 한자와 함께 적을 때는 한자 다음에 적는다.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 (O)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  (O)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 (X)

8. 도량형의 표기

•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르고, 단위는 기호로 적는다. 

높이 5자, 구경 3치 5푼, 중량 733근  (X) 

삼층석탑은 높이가 13.4미터로 장대하며, (X) 

높이 2.4m, 둘레 2.6m로 현재 전해지는 입석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O)

• 규모를 설명할 때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한다.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가로 60cm, 세로 100cm, 깊이 40cm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O)

받침돌 길이 330cm, 너비 249cm, 높이 88cm, 머릿돌 높이 110cm (O)

•  복문, 중문 등 한 문장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통일한다.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적는다. 

느티나무는 높이 24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8.1m, 밑동둘레 10.1m이다. (O)

가로 8.2m, 세로 7m, 길이 0.35~0.6m  (O) 

축의 길이가 6.40m, 너비 5.23m, 두께 1.34m에 전체 높이 2.45m이고 덮개돌의 무게는 약 53톤이다.  (X)

땅에서 1.4m 부위에 가로 60cm, 세로 100cm, 깊이 40cm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X)

해안단구의 길이는 약 4km, 너비는 약 1km이며, 높이는 해발고도 75~85m이다. (X)

• 서화는 가로, 세로 순으로 적는다.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가로 69.2㎝, 세로 23㎝의 크기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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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어

• 고어가 고유명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쓰고, 단독으로 있으면 현대어로 바꾼다. 

왕오천축국전 (O)

사오정 일행이 인도에서 불법(佛法)을 구해 오는 과정을 그려 새겼다 (O)

10. 방향

•  방향은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쓴다. 다만, 안내판이 문화재를 직접 가리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있다면, 방향은 현재 안내판이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쓴다.  

정면 중앙의 종탑 윗부분은 돔형으로 되어 있다. (O)

건물 앞쪽 출입구에 설치된 덮지붕을 지지하는 브이V자 모양의 기둥이 독특하다. (O)

•  동서남북의 방위는 날씨에 따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쓰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 학설을 설

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써도 되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선시대에는 북쪽의 묘향산을 상악으로, 남쪽의 지리산을 하악으로, 중앙의 계룡산을 중악으로

하여 단을 쌓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O)

대웅전 건물이 향하고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O)

•  문화재가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때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 

문화재를 구분해 적는 방법을 권한다. 

■ 문화재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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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판 설치 가이드라인

문화재 안내판이란 무엇일까요?

•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를 소개하는 알림판이다. 문화재의 유형과 특징을 살리고 서로 잘 어울리도록 단순

하고 일관되게 디자인한다. 

문화재 안내판은 어디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 문화재와 주변 경관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안내판이 주인공이 아니므로 너무 크거나 높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안내판의 기초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 문화재 규모에 맞게 관람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한다. 

• 흩어져 있는 안내판과 안내 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되어 보이게 한다.  

•  하나의 문화재에 하나의 안내판이 아니라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해 구역을 통합하여 안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판만 설치한다. 

문화재 안내판의 크기와 형태는 어때야 하나요? 

•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관람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  면 단위 문화재 안에 안내판을 여러 개 설치할 때는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되 일관되게 디자인한다. 

• 문화재나 건축물이 더 돋보이도록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한다. 

• 문화재에 어울리는 형태로,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 비슷한 안내판은 형태를 통일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꾀한다.

문화재 안내판의 색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 색상 스펙트럼을 분석해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다. 

• 관람자가 바라볼 때 편안하도록 저명도 ·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한다. 

• 원색 위주의 자극적 색상을 피하여 관람자의 눈의 피로를 줄이고 가독성을 높인다.  

• 색상은 두세 가지 이내로 써서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게 한다.  

• 안내판 기본 색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꾀한다. 

• 글자 색은 바탕의 기본 색상과 잘 어울리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히 높이도록 한다. 

• 경고와 주의 표시는 붉은색, 노란색 같은 진출색을 써도 되나 가급적 적게 사용한다. 

■ 문화재 안내판 설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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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판의 재료(재질)은 어떻게 고르나요?

•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 기존에 설치한 빛 반사가 심한 강철 재질 말고 다양한 소재를 써도 된다.

• 되도록 친환경 소재를 선택하고, 인공 소재를 쓸 경우 자연 소재에 가깝게 표면을 마감한다. 

• 안내판은 기본적으로 한 재질을 쓰되,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다른 재질을 써도 된다.  

그 밖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문화재 안내판과 안내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한다. 

•  지역 로고나 후원 기업의 상징 그림이나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넣어야 한다면 안내판 

정면 오른쪽 아래나 옆면 적당한 곳에 작게 넣는다. 안내 정보를 읽는 데나 안내판 전체 디자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문화재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보무늬(QR코드)를 넣는다. 이때는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불필요

한 정보는 빼고 문화재와 관련 있는 내용을 넣는다.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꼭 알맞은 곳에 되도록 작게, 도드

라지지 않게 넣는다. 

• 안내판의 문자는 한 가지 색만 쓰는 것을 권장하며, 안내 시설물 크기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한다. 

■ 문화재 안내판 설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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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자문 사안별로 적합한 비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구성단위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

■ 구성인원 : 분야별 자문위원 3~10명 내외 

■ 운영방식 

•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국민들에게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의 시민자문단을 구

성 · 운영하여야 함

*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시행 

• 기초 지자체 단독으로 구성 ·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광역에서 통합 · 운영 

•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위원으로 구성 · 운영

•  문안이나 디자인 변경 없이 기존 안내판 단순 교체 등의 경미한 사안이나 시급성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방식 운영 가능 

•  지자체별로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자문단이나 평가단이 구

성된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사안별 비상설 자문단 활용으로 회의 시 마다 해당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 운영 가능

자문단 구성(안)

구분 참여 분야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인, 문화유산 해설사,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감수

국문 국립국어원, 전국의 국어문화원

영문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 안내판 시민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 문화재 안내판 시민자문단 구성 ·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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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행정사항 

•  시민자문단 구성 ·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판 정비는 필수 제출

•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실적보고 : 연 2회 상 · 하반기(6월 말, 12월 말) 

* 기초 → 광역 → 문화재청(광역에서 통합 운영한 경우 문화재청에 직접 제출)

•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 여비 등 필요 경비 지급

지역주민 참여방법 및 검토사항

참여방법 안내문안 작성 시 직접 참여하거나 기 작성된 안내문안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검토사항

안내문안의 난이도와 흥미성 반영 여부 등

-  안내문안에 지나치게 많은 문화재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갖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지? 

- 문화재가 만들어진 배경, 용도나 유래 등 문화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는지?

- 그림이나 이미지가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 주요 기능 및 역할 

•  안내문안 및 외국어 번역의 감수 등에 관한 사항

• 안내판 개선에 대한 자문, 컨설팅, 의견 개진 등 

•  안내판과 디자인,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사항 등

* 기획, 디자인 개발, 문안 마련, 감수, 제작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

■ 문화재 안내판 시민자문단 구성 ·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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